
김종필 총리는 3일 오전 도쿄의 황궁으로 아키히토(明仁) 

천황을 예방, 양국의 우호 증진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

눴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사정이 좋을 때에 꼭 한국을 방문

해 달라. 좋은 방문이 되도록 우리들도 환경 조성에 노력

하고 있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천황 

부처의 방한을 초청했다. 아키히토 천황은 이에 대해 "매

우 감사하다. 정부가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

했다.

아키히토 천황은 또 지난 65년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김 총리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으며, 최근 양국간 관광객

들이 늘고 있는데 대해 "21세기에는 젊은이들의 교류가 

한층 촉진되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청소년 교류에 관심을 

표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아키히토 천황 부처가 국빈용 만찬장인 

호메이덴(豊明展)에서 베푼 환영 오찬에 참석했다. 나루히

토(德仁) 황태자 부처 등이 참석한 오찬에서 김 총리 내외

는 천황 부처와 나란히 앉아 한국에서 연유된 아악 연주

가 곁들여진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식사를 같이하며 

담소를 즐겼다.

한편 김 총리는 오후에는 숙소인 영빈관에서 일본 각계의 

친분있는 인사 80여명을 초청, 다과회를 가진데 이어 저

녁에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 등 전직 총

리들을 부부동반으로 초청, 만찬을 함께 했다.

김 총리의 주요 방일 공식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9월1일 : 도쿄 도착, 재일동포 초청 오찬 

              민단중앙본부 방문

              각계 지도자 초청 만찬

2일 : 공식 환영식, 한.일 총리회담 및 공동기자회견 

        일본 경제 6단체 주최 오찬 및 연설

        일.한 협력위 창립 30주년 기념 강연회

        한.일 친선 4단체 주최 환영회 및 연설

        오부치 총리내외 주최 만찬

3일 : 주일특파원 간담회

        아키히토 천황내외 예방, 천황내외 주최 오찬

        전직 일본 총리내외 초청 만찬

4일 : 간사이(關西)지방 동포 초청 만찬

5일 : 수행기자단 간담회

         오사카부 지사 주최 오찬, 서울 도착

아카사카 황궁에서 아키히토 일왕과 인사를 나누는 박영옥 여사

아키히토 일왕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아키히토 일왕 예방

일본 외교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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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 노부스케 岸信介(1896-1987)
  제56, 57대 ‘57.2.-’60.7. 자유민주당

1957년 2월 총리가 되자 일본의 재무장을 막은 평화헌법 

개정에 적극 나섰다. 일본의 전국적인 반대 속에서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개정을 통과시킨 후 총리직을 사퇴했다. 

기시는 수상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자민당에서 계속 활

동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

하였다. 기시는 1966년과 1972년에는 민간 외교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한

국을 방문하였다. 

기시 노부스케는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그는 JP를 

만나면 “일본이 한국을 괴롭혔다. 일본인으로서 사과드린

다. 지난날은 안 좋았지만 이제 한·일 간에 손을 잡고 한국

이 부흥하기 바란다”는 말을 하곤 했다.

1966년 9월 내한하여 JP와 함께 KBS 대담을 갖고 있는 장면

  이케다 하야토 池田勇人(1899-1965년) 
  제58~60대 ‘60.7.-’64.11. 자유민주당

한국과는 1961년 10월에 박정희 정권과 제6차 한일회담을 

개최하였으며, 11월에는 일본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과 

회담하며 박정희 정권의 지지를 표명하였다. 다음 해 11월

에는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경제협력 1억 달러 선

에서 한국에 대한 전쟁 보상, 즉 ‘대일청구권’ 문제에 대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해 JP가 제일 처음 만난 일본 총리, 

박정희의장과의 정상회담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이

후 청구권 규모에 대해 ‘김-오히라 메모’를 어렵게 인정하

였다. 이케다는 ‘한국 혁명정부에 JP와 같은 인물이 있다

면 혁명이 성공할 것이라 믿고 한일회담을 성사시켰다’고 

밝히기도 했다.

1961.11.12  한일 정상 박정희의장과 이케다 총리의 첫 만남. 

JP는 중앙정보부장과 두 차례의 국무총리, 아홉 번의 국회의원, 네 번의 당 대표와 총재로 활동하는 기간은 물론 재야에 물

러나 있을 때에도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들과의 첫 만남은 정치적 필요성

과 이해관계에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JP의 깊은 식견과 문화 소양, 정치력은 물론 한일 양국 역사에 개한 깊은 통찰력에 감

탄한 일본 정치인들은 쉽게 마음을 열고 우호적 협력과 함께 우정을 쌓아 나가게 된다. JP가 일본을 방문하면, 여, 야를 막론

하고 거물 정치인들이 만나고자 했다. 약 50년에 걸치는 대일 외교와 그 과정에서 만난 일본의 정치인들, 총리대신 급만 해도 

27명이나 된다. 그 들 중에서도 각별히 흉금을 나누고 나누었던, 총리대신 몇 명을 소개한다.

일본 총리대신들과의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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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카 가쿠에이 田中角栄(1918-1993) 
  제64, 65대 (1972.7.7-74.12.9) 자유민주당

강인한 성격과 놀라운 활력으로 54세에 총리대신까지 입

지전적인 인물 중의 하나로 지지율이 높아 *금태합今太

閤(오늘의 태합)이라고 불리우고, 머리 회전이 빠르며, 에

너지가 넘친다는 의미에서 ‘컴퓨터가 붙어 있는 불도저’라

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일본열도개조론’으로 일본국토개

조를 추진하였다. 다나카의 정치는 '욕망의 정치'라고도 

불린다. 모여드는 정치가에게 돈과 자리를 안겨주고, 야

심적인 관료에게는 정책을 실현시켜주었다.

1945년 2월에는 이화학흥업공장을 한국의 대전으로 이동

할 목적으로 한반도로 건너갔지만, 일본의 항복으로 인해 

한국에 있는 모든 자산을 “신생 대한제국에게 기부한다”

고 현지 직원에게 주었다고 한다.

총리가 되기 전 대장대신, 통상산업대신 등을 역임 중에 

만나기 시작하여, 1972년 총리가 된 후 제8차 한일각료회

의에서, 1973년 1월 총리 공식 회담에서, 11월 김대중납치

사건 진사 사절로 만났다. 한일간 복잡하게 얽힌 김대중

사건을 김종필 총리를 만나 “직접 사과하셨으니, 이것으

로 해결되었습니다”라고 일거에 해결하는 지도력을 발휘

했다. 이후에도 서거하기 전까지 공식, 비공식으로 자주 

만나며 골프회동을 가지는 친한 사이가 되었다.

  후쿠다 다케오 福田赳夫(1905-1995)
  제67대 (‘76.12.-’78.12.) 자유민주당

1964년 11월 기시 노부스케의 친동생인 사토 에이사쿠의 

내각 성립에 공헌하여 대장대신, 간사장, 외무대신 등 요

직을 역임하였다. 1976년 12월 제67대 총리에 취임하였

다.  그가 71세의 나이에 정권을 잡은 것을 두고 여론은 ‘너

무 늦은 정권’이라고 평하였다.

후쿠다 다케오의 정치는 ‘정책에는 강하지만 정쟁에는 약

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긍정적인 업적은 첫째, 경제 전

문가로서의 일관성을 갖고 안정 성장론에 입각하여 유연

하게 경제 회복에 힘썼고, 둘째,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

위를 공고히 한 외교정책을 들 수 있다.

당내에서는 '강경파'로 지목되었으나,  적군파에 의한 일

항기 사건에서 "인명은 지구보다도 중요하다"며 초법규적 

조치로 수감중인 수형자를 석방시켰다. 관료적, 이상적으

로 보이지만 '약자를 돕고 강자를 꺾는' 의협심의 소유자

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20년 연장자이면서도 후쿠다가 총리가 되기 전부터 한일

의원간친회와 의원연맹 회원으로 자주 만났고 외무대신 

시절에도 한일협력 강화에 우호적인 자세로 JP와 깊은 친

교를 나누었다.

1973.1.10 다나까 수상과 회담. 친밀함을 나타내듯
의자를 돌려 앉아 사진찍는 모습이 이채롭다.

1977년 2월 일본에서 개최된 한일의원연맹 총회 참석 중 후쿠다 총리를 예방
하여 환담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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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라 마사요시 大平正芳 (1910-1981) 
  제68~69대 (1978.12.7-80.6.12.) 자유민주당

1962년 7월 52세의 젊은 나이로 외무대신에 취임하여 역

임한 2년간은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 안정 및 한국과의 국

교 정상화가 추진된 시기였다. 

오히라 총리와의 만남은 1961년 10월 한일회담 재개를 위

한 정지작업으로 박정희의장의 일본 방문을 성사시키고

자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이께다 총리를 방문하여 면담

하는 자리에서  

오히라가 당시 총리 비서로 배석할 때부터 시작된다. 이

듬해 1962년 10월과 11월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청구권 

규모에 대해 정치적 해결을 담판하는 1, 2차 회담을 갖고 

소위 ‘김-오히라 메모’를 성사시켰다. 오히라가 이케다 총

리가 외유 중에 독단적으로 결단하게 된 것은 JP의 설득

력과 소신에 매료하였기 때문이라는 평도 있다. (대화록 

00P 참조) 

이후에도 김대중납치사건, 문세광사건 등 외교 현안 해결

을 위해 만났고, 1978년 오히라가 총리가 된 시절 이후까

지 10여 차례의 만남을 가지며 국적과 자리를 떠나 돈독한 

우의 관계를 맺었다. 말할 때 “아, 우”로 시작하는 말투 때

문에 ‘둔우屯牛’, 즉 ‘둔한 소’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러나 그

의 말을 글로 옮겨보면 논리가 아주 명료하였다고 한다.

  오부치 게이조 小渕惠三 (1937-2000)
  제84대 (‘98.7.-’00.4.) 자유민주당

1998년 7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집권한 오부치 내각은 

대미관계를 기본축으로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인접 나라

들과의 협력관계을 유지·발전시키고, 아시아·태평양을 중

심으로 한 지역협력의 강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한국과는 ‘21세기의 새로운 파트너십’, 중국과는 ‘우

호·협력 동반자관계’, 러시아와는 ‘창조적 동반관계’를 각

각 구축하였다.

재임 기간 중 금융불안을 해소시키고, 경제회생의 가닥을 

잡는 한편, 보수대연합을 통해 치안·안보 관련 분야를 강

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 국민들은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총리를 원했

지만 오부치는 그 동안에 맡은 관직이 관방장관(정부 대

변인)과 외무장관이 고작일 뿐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

문에 그래서 정치권에서조차 "3일이면 오래간다"는 소리

를 듣는 한편, "식은 피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

었다.

'사람은 시대가 정하며, 시대는 하늘이 정한다'는 소신을 

가진 오부치는 한국과의 파트너십 강화의 일환으로 김종

필국무총리를 초청하여 아키히토 일왕과의 오찬 면담을 

성사시켰다.

1972.9.5 한일각료회의 환영 리셉션에서 오히라 외상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은 정일권 외무부장관

199년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일각료간담회 리셉션에서 오부치 총리를 반갑
게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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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 康弘(1918년-. ) 
  제71~73대 (1982.11.27-86.11.6.) 자유민주당

40여년간 외교적으로나 공,사적으로 

친분을 쌓아 온 한일간 정치 파트너

1967년에 운수대신, 1970년에 방위청장관을 역임하였고, 

1972년 통산대신, 1974년 당간사장, 1977년 당총무회장, 

1980년 행정관리청 장관이 되어 행정 개혁을 실시하였고, 

1982년 11월 제11대 자민당 총재가 되어, 나카소네 정권이 발

족되어 5년간 일본을 이끌었다.

일찍이 수상을 인생의 목표로 세워 정권을 잡으며 해야 할 일

들을 대학 노트에 적어 놓기도 했다. "수상이 되고 나서 나를 

지탱해 준 것은 구제 고교 시절의 정신과 해군사관 학교에서

의 근성 이었다"는 말을 남겼다. 선거 제도가 소선구 비례대

표 병립제가 되었을 때 비례구에서 '종신의원(비례구 명부 1

위)'의 신분이 되었다.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을 끼고 있는 운

명공동체라는 인식하에 ‘소련의 초음속 폭격기 백파이어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열도를 불침항모화하겠다.’라는 불침항

모不沈航母론을 제시하였다. 1987년 10월에 수상을 사임한 

후 정계 최고 원로로 자타가 공인하는 존재로 남아 있다.

나카소네 전 총리와는 근 40여년간 외교적으로 교류는 물

론, 공, 사적으로 친분을 쌓아온 한일간 정치 파트너이다. 공

식적으로는 한일각료회의, 한일의원연맹 총회에서 각료로

서 그리고 의원으로서 테이블을 마주해왔다. 2008년 12월 JP

가 뇌경색을 맞기 직전까지 거의 매년 한두번 이상 만나 왔

으며, 그 후에도 본인은 물론 아들이나 손자까지 한국을 방

문할 때는 청구동 자택을 꼭 방문하는 극진한 친구이다. 특

히 1980년대에 전두환정권으로부터 정치 압박을 받는 어려

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1983년에는 JP를 초청하여 골프 회동

을 갖고 매년 8월1일을 골프 라운딩 날로 정해 20여년간 지

켜 왔고, 우정 이상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일본 쪽 내 파

트너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지. 그 분과는 골프도 자

주 쳐요. 1년에 한 번 8월 초하루에는 정기적으로 라운딩을 

하기로 되어 있어. 20년이나 계속되고 있는 연례행사지. ” 

1999.12.1 한일협력위원회 총회에 일본 대표로 온 나카소네 일행을 맞이하고 
있다. 

1972.9.15 나카소네 통산상이 한일각료회의에 참석한 김종필 총리에게 미술
품을 기증하고 있다.

2010.12.7 청구동을 방문한 나카소네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15년 나까소네 수상은 본인 뿐아니라 자녀(아들 나까소네 히로부미 
中曾根弘文 참의원의원 내외)과 손자를 자택으로 보내  문안을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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